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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대학운동선수들의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경로분석

변 준 희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선수는 관람스포츠산업의 핵심 인적자원이다. 하지만 은퇴 후

선수들의 진로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운동

선수는 졸업 전에 직업선수 또는 은퇴선수라는 진로결정을 하게

된다. 선수활동을 하면서 진로준비행동을 하는 것은 선수활동 기

간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운동선수들의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

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대학운동선수들의 사회

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대학운동선수들의 사회적 지지, 진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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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조사도구는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

준비행동 척도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

였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대학운동선수들이고, 자료 수집은

2019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온라인 설문조사

를 통해 236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31

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R 3.5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하였고,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상

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경로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운동선수들

의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운동선수들

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의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

행동 변인들의 관계를 깊게 분석하기 위하여 종단연구가 필요하

다. 둘째, 국내 대학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지지, 진로

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하

다.

주요어 : 대학운동선수,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학 번 : 2018-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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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진로란 개인이 자신의 생애에서 하는 일의 총체를 의미한다(김계현, 2

001). 진로는 연령에 따라 단계별로 발달한다. 개인은 자신의 발달단계에

맞는 진로 탐색을 통해 여러 번의 선택과정을 거치며, 그 선택은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김지혜, 2008). Super(19

53)의 진로발달이론 5단계에 따르면, 청소년 시기는 초등학교에서 고등

학교까지를 뜻한다. 이는 성장기 및 탐색기로, 자신을 이해하면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진로선택을 위한 탐색을 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대학생 시기는 성인기의 장기적인 진로 확립을 위해 자신의 적성

을 인지하여 준비 및 실천을 동반하는 중요한 시기이다(김인규, 임은미,

2007). 즉, 대학생 시기는 직업세계로 나아가는 단계를 말한다. 이는 성

장기와 탐색기를 거쳐 각자의 방법으로 진로를 준비하고 계획 및 결정하

여 궁극적으로 직업과 연결되는 시기이다(이재창, 박미진, 김진희, 2007).

이러한 진로와 관련된 것들은 대학생 모두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수

의 일반 대학생들은 시기에 적합한 진로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

운동선수들은 한정된 공간에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그들만의 고립된 섬

문화를 형성하며 정체된 모습이다(류태호, 이주욱, 2004). 또한 대학교에

서 운영하는 취업 지원, 진로 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은 대부분 일반 대

학생들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운동선수들

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때, 학교 차원의 지원이나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대학운동선수에 대한 취업 및 진로 관련 지원이 매

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소영호, 정주혁, 2012).

진로 준비와 관련된 행동들은 스포츠 선수의 경력개발과 경력단절의

맥락에서 특히 중요하다. 실제로, 선수활동 기간에 은퇴 후 진로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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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매우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 예로, 진로준비행동은 스포츠 경

력단절 및 선수 은퇴 이후 노동 시장으로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한다(Co

akley, 2006). 스포츠 선수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것은 진로 결정, 진로

장벽 감소, 사회적 지지 사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스포츠 밖에서 명확한

목표를 갖는 것은 선수들에게 심적으로 편안함을 준다고 한다(Warriner

& Lavallee, 2008; Young, Pearce & Kane, 2006). 또한 진로준비행동은

선수 은퇴 후 짧은 과도기 그리고 더 높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밝혔다(Alfermann, Stambulova, & Zemaityte,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운동선수들(60%)은 스포츠 선수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North & Lavallee, 2004). 이

는 선수들이 은퇴 전 진로준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Park,

Lavallee, & Tod, 2013). 엘리트 선수들은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인생의

다른 관심사를 부차적인 것으로 밀어낸다. 그리고 최고 수준의 성과에

도달하기 위해 그들의 시간을 바친다(Stronach & Adair, 2010). 더욱이

운동부의 문화와 시스템 그리고 감독, 코치들은 선수들이 관심을 가질만

한 외부 영향을 차단한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역할에 대한 심리적, 육체

적 투자를 강화시킨다(Stephan & Brewer, 2007). 즉, 이와 같은 운동부

시스템과 문화는 선수 은퇴 전 진로준비에 방해가 되며, 선수 이후의 삶

을 구성하는 데 발생하는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Cecic Erpic, Wylleman,

& Zupancic, 2004; Robinson, 2007).

그동안 은퇴선수들의 진로문제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

와 같은 선수 진로 연구는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관람스포츠산업의 핵심 인적자원인 선수를 잘 관리하기 위함도 있다. 40

세 미만 은퇴선수 1,733명을 대상으로 대한체육회가 실시한 ‘은퇴선수 취

업현황 실태조사’를 보면, 10명 중에서 4명(35.4%)이 은퇴 후 취업을 하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9년 3월

대한체육회는 대학교와 은퇴선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스포츠

조선, 2019. 3. 4). 이는 선수들에게 직업교육과 진로준비에 실질적인 도

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관으로 대학교를 선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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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운동선수에 대한 선행연구(김동현, 2011; 박병준, 2002; 박치현, 신

인숙, 정구영, 2003; 이경선, 2009; 이주욱, 류태호, 2004; 임수원, 이혁기,

2010; 함정혜, 2003)에 따르면, 대학운동선수들은 운동부에서 대부분 합

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단체생활을 일찍 경험한다. 그로 인해 학생선수는

학생이자 선수로 생활하면서 자신의 상황과 역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다고 보고된다(강창곤, 2003; 김무영, 조미혜, 2004; 김양종, 정구영, 20

02; 김한범, 권순용, 2019). 탁은정(2006)은 우리나라 학원스포츠(운동부)

의 본질 및 가치 왜곡으로 인하여 학생선수의 정체성과 역할 다양성에

관한 갈등을 양산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학생선수는 학생과 선수라는

이중적이고 분리된 역할이 존재한다고 말하였다. 특히 대학운동선수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공부에 집중하기보다는 운동

에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며 살아온 엘리트 체육인이다.

특히 진로, 취업 그리고 은퇴와 관련하여 선수들은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 과정을 통해 1차적으로 은퇴와 비슷한 중도포기를 한 동료들을 경

험하게 된다. 대학에서도 졸업 후 취업이라는 과정을 통해 2차적으로 은

퇴를 하는 동료들을 보게 된다(장성호, 김인형, 2016). 이처럼 대학운동선

수들은 선수생활과 학업을 동시에 하면서 미래에 대한 진로와 취업을 준

비해나가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또한 좁은 직업 선수의 길에 대한 불안

감이 은퇴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의 성공

적인 경력전환을 위해서는 전 생애적 진로발달을 추구해야 한다(김양례,

강재원, 2013; 한상호, 박재우, 2011).

하지만 대부분의 지원방안은 은퇴선수에 편중되어 있으며, 대학운동선

수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편이다. 특히 진로발달 측면에서 대학 시절은

본격적인 진로선택과 준비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손은령, 2006). 대학운

동선수들은 졸업하기 전에 프로 수준의 직업선수로 역할 확대를 모색하

거나 은퇴를 결심하는 진로의 갈림길을 마주하게 된다. 따라서 관람스포

츠산업의 핵심 인적자원인 대학운동선수들이 직업에 대한 진로선택과 진

로결정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살펴보는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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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직업선택을 준비해야 하는

대학생 시기에 이뤄야 하는 주요 발달과업 중 하나이다(김계현, 김봉환,

1997; Skorikov, 2007).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극적인 진로탐색과 실

행은 개인에게 만족스러운 진로와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진다

(김신예, 안태용, 2013; Lent & Brown, 2008). 이러한 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은 발달과업 수행정도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예측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을 적용하

여 진로준비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대부분의 연구는 Super(1953)의 진로발달이론을 바탕으로 환경적ㆍ개인

적 요인들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들(김계현, 1997;

김계현, 손은령, 2002; 송재영, 2002; 이주희, 2004; 안권순, 한건환, 2002)

이었다.

한편 사회적 맥락 요인에 의해 형성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발

달 양상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에 기반하여(Betz & Hackett, 1981), 진

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

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개인적ㆍ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을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들(유수

복, 윤혜미, 2014; 조명실, 최경숙, 2007)이 수행되었다.

또한 한국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개

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이는 대학생들이 향후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고 선택하는 문제가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Ferry, Fouad, & Smith, 2000). 이러

한 환경적 요인들 중에서 문화ㆍ사회적 특성을 반영하는 맥락 요인으로

Lent(2003)는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을 제안하였

다. 그리고 두 변인들을 가지고 개인의 진로목표 설정과 진로준비행동

및 수행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즉, 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모든 행

동이 사회 속에서 결정됨으로, 맥락 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Bandur

a, 1986; Swanson & Gor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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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학운동선수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주요한 맥락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을 선정하였고, 매개변인

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 변인들이 종속변인

으로 선정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운동선수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할 것으로 선정한 주요 변인 중

에서 첫 번째인 사회적 지지는 진로발달과업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

의 긍정적 자원을 뜻한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상호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의 형태이며, 개인이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요인이기 때문이다(Betz, 1989). 이러한 특성에

주목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들고 있다(김종학, 최보영, 2015; 김현희, 김종

운, 2016; 송현심, 2010; Blustein & Ketterson, 1997; Hirschi & Akos, 2

011). 이와 같이 많은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진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진로 관련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

록 하는 자원으로 개인의 진로목표 달성에 필요한 진로준비행동을 강화

시킬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이승희, 김옥태, 2011; 홍아정, 장현지, 201

4). 또한 대학생들에게 사회적 지지는 언제든 긍정적 지지를 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능동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게 한다(송현심,

홍혜영, 2010).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여러 진로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대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요인으

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운동선수가 미래 진로 및 경력을 계

획할 때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Kissinger, Newman, Miller

& Nadler, 2011; Kornapan & Etzel, 2001).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함께 맥락 변인으로 선정한 진로장벽은 진

로문제에 직면한 대학운동선수들에게 진로를 준비하고, 선택하는 데 중

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진로장벽이 개인의 진로계획과 목표의 실

현 및 진로발달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로 정의되며(손은령, 2001b; Gottfr

edson, 1981), 선행연구에서 진로장벽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예측

하는 요인들 중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김민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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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장벽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진로장벽은 대학생들에게 진로

에 대한 장벽을 인식하게 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은령, 손진희, 2005; 신지영, 박성실, 형정은, 201

2; 차아름, 이희경, 2014; 오은주, 2014; Swanson & Daniels, 1995). 또한

운동선수들이 진로장벽을 개선할 수 있다면 선수 은퇴 이후 진로결정,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용재, 강현욱,

2014).

진로준비행동과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의 관계에서 중요한 개인의 인

지적 요인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특히 주목하였다

(김영혜, 안현의, 2012). 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특정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의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

이다. Lent(1994)는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주

요 인지적 변인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선정하였다.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의 핵심 구성요소이며, 진로준비행동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다(진준혁, 2010). 국내 많은 선행연구들

(김선중, 2005; 김순미, 2009; 김지연, 이기학, 2014; 박지은, 2006; 유수복,

윤혜미, 2014)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

벽을 들 수 있다(Lent et al., 2003). 선행연구들에서 진로준비행동과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김민선, 서영석, 2009; 박지은, 2006; 유수복, 윤혜미 2014; B

etz & Voyten, 1997). 또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었고(주영주, 고경이, 정유진, 20

15),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선, 서영석, 2009). 이처럼 대학운동선수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

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을 예측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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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내에서도 이러한 대학운동선수들의 진로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여러 연구들을 진행해왔다. 현재까지 진행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김동규, 1998; 김미정, 2004; 김현일, 2007; 손석정, 김병

주, 2005; 이용식, 2008; 차은주, 김영재, 2012; 한태룡, 2009). 하지만 대

학운동선수들의 올바른 진로결정 및 준비, 진로교육을 위한 실증적인 자

료로 제공되어 활용하기에는 다양한 운동선수 진로 관련 연구결과의 축

적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진로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 교육학, 경영학 분야에서 활발히 연

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는 이해할 수 있

다. 하지만 고립된 섬 문화라고 할 정도로 특수성이 있는 대학운동선수

와 살아온 환경이 다른 일반 대학생의 진로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

은 맥락으로 대학운동선수의 진로를 이해하기에는 실증적인 제약이 있

다. 이는 소영호(2012)의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체육특기자와

체육계열 대학생, 일반계열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

숙 및 진로포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소영호, 정주혁, 2012). 따라서

대학운동선수들의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들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검증하는 노력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내용을 정리해보면,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

키기 위해 대학운동선수들의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에 관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현장

적용이 가능한 대학운동선수 진로관리 및 개발, 진로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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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운동선수의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학운동선수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독립변인으로 사

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을 선정하였고, 매개변인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 변인들이 종속변인으로 선정한 진로준비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

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대학운동선수의 사회적 지지, 진로장

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둘째, 대학운동선수의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대학운동선수의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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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대학운동선수의 진로

1) 대학운동선수의 진로

대학운동선수들의 대다수는 진로탐색, 진로준비, 정보수집과 교육을 접

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 대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선

수 특성상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일상의 대부분을 영위한다. 그렇기 때

문에 미래 진로를 고민할 정신적 여유와 직업을 위한 준비에 투자할 시

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김병주, 손석정, 2005; 한상덕, 1999). 선수들

일상의 대부분은 스포츠경기와 훈련에 맞추어져 있으며 남은 시간에도

끊임없이 훈련에 매진해야 한다. 또한 학교 교육을 비롯한 사회생활을

위한 교육, 진로계획 및 취업을 위한 관심이 부족하다(임채리, 2013). 진

로는 곧 직업과 연결되고, 직업은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토록 중요한 장래결정의 갈림길에 있음에도 학생선수들은 자

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할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다(송재진, 2009).

이러한 운동부의 문제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체

육특기자 제도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임채리, 2013). 이는 운동기

량이 우수하면 성적에 구애 받지 않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제도

이다. 그래서 일반학생들이 각종 시험을 통과하며 학업에 노력하고, 진로

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과 달리 학생선수는 오직 자신의 종목 운

동 하나에만 매진하는 진로 및 경험을 갖게 된다(한태룡, 2009).

대부분의 학생선수들은 학업을 등한시 하고 자신의 종목 운동에만 매

진한 채 프로선수나 국가대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소

수 인원만 선발하기 때문에 누구나 국가대표나 프로선수와 같은 직업으

로서 선수를 계속 할 수는 없다. 설령 그 기회를 얻었다고 해도 은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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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기능으로 장기적인 직업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좌

절감을 느끼고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한다(김미정, 2004).

대학운동선수들은 저학년 때 취업의 현실에 직면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합이나 훈련을 핑계로 진로의 심각성을 회피하거나 간과한다. 하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가거나 운동선수를 중도에 포기하게 되었을 때 비소로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다(송재진, 2009). 체육특기자 제

도라는 틀 안에서 대학운동선수는 학생이기보다는 운동선수이며, 다른

학생들보다 진로와 직업이 일찍 결정되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대표나 프로선수라는 직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진로이고, 뜻

하지 않는 이유로 갑자기 운동을 중단할 때 학생선수들에게 진로는 큰

문제가 된다. 불행하게도 학생선수의 직업과 관련된 진로 선택은 여러

이유로 인해 매우 제한적이다. 그래서 소수 직업군 외에는 대안을 찾기

힘든 상태이다(한태룡, 2009).

진로 준비와 관련된 행동들은 스포츠 선수의 경력개발과 경력단절의

맥락에서 특히 중요하다. 실제로, 선수 은퇴 후 진로를 준비하는 것은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 예로, 진로준비행동은 스포츠 경력단절 및 선수 은

퇴 이후 노동 시장으로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한다(Coakley, 2006). 스포

츠 선수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것은 진로 결정, 진로장벽 감소, 사회적

지지 사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선수가 아닌 스포츠 밖에서 명확한 목표

를 갖는 것은 선수들에게 심적으로 편안함을 준다고 한다(Warriner & L

avallee, 2008; Young, Pearce & Kane, 2006). 또한 진로준비행동은 선수

은퇴 후 짧은 과도기 그리고 더 높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밝혔다(Alfermann, Stambulova, & Zemaityte,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운동선수들(60%)은 운동선수 이후의 삶

을 준비하는 데 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North & Lavallee, 2004). 이는

선수들이 은퇴 전 진로준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Park, Lav

allee, & Tod, 2013). 엘리트 선수들은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인생의 다

른 관심사를 부차적인 것으로 밀어낸다. 그리고 최고 수준의 성과에 도

달하기 위해 그들의 시간을 바친다(Stronach & Adair, 2010).



- 11 -

더욱이 운동부의 시스템과 문화 그리고 감독과 코치들은 선수들이 관

심을 가질만한 외부 영향들을 차단한다. 그래서 운동선수 역할에 대한

심리적, 육체적 투자를 강화시킨다(Stephan & Brewer, 2007). 즉, 이와

같은 운동부 시스템과 문화는 선수 은퇴 전 진로를 준비하는 데 방해가

되며, 선수 이후의 삶을 구성하는 데 발생하는 많은 어려움과 관련이 있

다(Cecic Erpic, Wylleman, & Zupancic, 2004; Lavallee & Robinson, 20

07). 이러한 이유들로 현대사회의 시대적 흐름과 변화 속에서 대학운동

선수들의 진로문제는 심각한 과제이다(고향자, 1992).

이처럼 다수의 대학운동선수들이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미숙한 진로선택 과정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운동선수들이 기존의 운동기능 및 성과 향

상만을 위한 훈련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시 말해, 선수 스스로 자신의 진

로를 관리 및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화된 진로교육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2) 대학운동선수의 진로 관련 선행연구

진로 관련 연구는 대부분 일반 대학생 대상으로 활발히 진행되었다(강

윤심, 2010; 김미희, 2002; 이대용, 류동희, 김인환, 고태용, 2011). 하지만

대학운동선수 대상으로 진행된 진로 관련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

까지 진행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동규(1998)는 ‘대학운

동선수의 전공영역 설정과 관련한 문제’라는 논문에서 대학체육특기자

선발 조건 중에서 동일계열만 지원 가능하도록 한정한 것에 문제를 제기

하였다. 이는 학생선수들의 전공 선택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다. 김미정(2004)은 ‘운동선수의 진로정체감에 관한 연구’에서 진로정체감

에 대해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배경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선수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고 중도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으며, 선수생활

이후 진로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현일(2007)의 대학교 태권도



- 12 -

운동선수들의 커리어 멘토링 효과에 대한 연구, 그리고 손석정, 김병주(2

005)의 운동선수의 사회적 관계망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용식(2008)의 국가대표 은퇴선수를 위한 진로지원 방안 연구, 차은주(2

012) 운동중단 학생선수의 직업경로 연구, 한태룡(2009)의 학생선수의 진

로경로 연구 등이 있다.

이처럼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에 관한 연구들이 있지만 이론 기반, 대학

운동선수가 지각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는 미미한 실정

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운동선수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구명

하고자 한다.

2. 진로준비행동

1) 진로준비행동의 개념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이 진로결정 및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이다(김봉환, 1997). 진로준비행동이란

개념은 김봉환(1997)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그동안 주로 연구되어왔던

정서적 차원, 인지적 차원이 아닌 행동적 차원을 강조하였다(김봉환, 199

7). 진로준비행동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실제적이고 구체

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으나(김봉환, 1997), 자기이해 및 진로탐색을 비

롯한 취업 관련 준비행동(김봉환, 김계현, 1997), 진로를 결정하고 목표직

업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발달과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준

비도(김은주, 2008), 일과 관련된 자기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실행

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최윤경, 김성회, 2012)과 같이 연구자

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어떠한 특정 시기에 갑자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경험한 것들과 함께 연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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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론적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생 시기의 진로준비행동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앞두

기 때문에 더욱 두드러진다. 대학생들은 직업을 선택, 탐색 및 준비를 하

기 위해 교내 경력개발센터나 학생상담센터에서 여러 진로정보를 수집하

거나 상담 또는 교육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김계현, 2001; 이현림,

김순미, 천미숙, 최숙경, 2008). 하지만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일부 선행연

구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김봉환, 1997), 대학생들이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황지영, 박재황, 2015).

진로준비행동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김봉환(1997)은 진로준비

행동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도구구비활동, 정보수집활동, 목표달성활동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도구구비활동은 자신의 진로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나 교재를 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정보수집활동은 자신에 대한 정

보수집 및 이해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세 번

째, 목표달성활동은 자신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의

미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개념을 정리한 결과, 본 연구의 진로준비행동은 대학

운동선수들이 졸업 후 자신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구체

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2) 진로준비행동의 측정

진로준비행동이라는 개념이 생긴 뒤로, 대학생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

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는 김봉환(1997)의 진로준비행동 검사가 있다. 이

후 김봉환(1997)의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한 이명숙(2003)의 진로준비행동

검사가 있다. 김봉환(1997)은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만

들기 위해서 먼저 진로상담 사례를 분석, 면담 및 개방형 질문을 통한

조사를 하였다. 또한 Career Exploration Survey(Stumpf, Colarelli &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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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man, 1983), Vocational Questionnaire(Slaney, 1983), Career Planning

Questionnaire(Westbrook et al., 1985) 등 진로준비행동 관련 여러 자료

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총 20개의 문항을 개발한 후, 전문가 검토를

통해 4개 문항을 삭제하여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 후 이명숙

(2003)은 기존에 존재한 김봉환(1997)의 진로준비행동 척도에 인터넷의

활성화와 진로지원센터 이용 측면을 고려하여 2문항을 추가하였다. 이

척도는 하위요인으로 도구구비활동, 정보수집활동, 목표달성활동으로 구

성되어 있고 총 18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운동선수들의 진로준비

행동을 측정하고자 김봉환(1997)의 측정도구를 수정 및 보완한 이명숙(2

003)의 진로준비행동 검사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3. 사회적 지지

1) 사회적 지지의 개념

사회적 지지는 위기에 대처하고 변화의 적응을 촉진한다. 그리고 삶의

균형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197

0년대 중반부터 심리학과 행동과학 분야에서 예방심리학 차원으로 다뤄

졌다(김성남, 2005).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과거 1970년대 심리학에서 등

장한 개념이다. 이는 스트레스의 충격을 감소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것

을 뜻하며, 가족, 친구, 선생님 등 자신의 주변 사람이 제공하는 다양한

도움과 지원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념은 여러 학자들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Co

bb(1976)은 사회적 지지를 개인이 보호받거나 존경받을 수 있다는 신념

으로 정의하였다. Cohen, Hoberman(1983)은 특정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 및 평가, 대인적 관계를 사회적 지지로 정의하였다.

House(1987)는 긍정, 도움, 애정 중에서 하나 이상의 요소를 포함한 사

람들 간의 교류로 사회적 지지를 정의하였다. Schwarzer, Knoll & Ri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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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n(2004)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와 조언 그리고 정서적 안정을 제

공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를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은 사회적 지지

의 기능적 특성을 의미하며, 다차원적 기능을 반영한다. 즉, 사회적 지지

란 다른 사람에 의해 얻을 수 있거나 제공되는 다차원의 긍정적 자원으

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특성이란, 사회적 지지를 다른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로 보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특성

을 반영한 연구들의 요인 분류를 살펴보면, Cobb(1976)은 정서적 지지,

관계망 지지, 존경지지로 분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MOS(Medical Outc

omes Study) 연구팀은 1995년에 사회적 지지를 구체적 지지, 정서적 지

지, 애정적 지지, 긍정적인 상호작용, 정보적 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국내에서는 박지원(1985)이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

질적 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정보적 지지는 어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고, 물질적 지지는 문제해결에 필요

한 시간이나 도구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집단에 속해서 다른 이

들과 교류하여 소속감이나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나 정서적 공감을

표현하여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정서적 지지이다. 마지막으로 자신

감을 주거나 타인에게 비춰진 자신을 보게 하여 스스로 본인을 평가하게

하는 것이 평가적 지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지지 유형들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특성은 여러 하위개념들이 서로 긴밀하

게 연결되어 있다. 사회적 지지의 기능과 목적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서

는 각각의 기능들을 종합하여 사회적 지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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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지지의 측정

1980년대 이후 사회적 지지의 행동 유형 개념에 기반을 두고 측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단일 차원의 접근보다 신뢰도와 타당도

가 높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원숙(1992)에 따르

면, 단일적 기능과 다차원적 기능 외에도 구분해야 할 또 다른 측면으로

2가지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사회적 지지 척도를 개별적 구성요소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볼 것인가이다.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접근

하되 다차원적으로 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즉, 각 사회적 지지 점

수를 산출하여 사회적 지지의 전체효과와 함께 개별적 분석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Cutrona & Russell, 1990; Krause, 1987). 두 번째

는 사회적 지지의 이용가능성과 관련한 인식 수준을 측정할 것인가 아니

면 실제 제공된 지지를 측정할 것인가이다. 개인이 실제적으로 제공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것은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

다. 그래서 이용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사회적 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인식하지 못하면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송종용, 1

988; Cohen & Willis, 1985; Heller & Swindle, 1983). 그렇기 때문에 이

용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측정이 많은 연구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여러 사회적 지지 척도들은 이용가능성에 관한

개인의 인지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이 척도들은 사회적 지지가 요구되

는 가상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사회적 지지를 어떻게 또는 얼마나 인지하

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사

회적 지지를 측정할 때 주로 사용되는 Lent(2001)의 사회적 지지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지지 또는 가족지지 4문항, 도구적 조력 4

문항, 역할모델 2문항, 경제적 지원 3문항,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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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로장벽

1) 진로장벽의 개념

진로장벽(career barriers)은 진학, 취업, 승진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목표, 선택, 동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진로행동을 방해할 것으

로 인식되는 여러 부정적인 사태나 사건을 의미한다(손은령, 2004b). 진

로장벽은 처음부터 진로장벽이란 명칭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Crites(19

69)는 진로발달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방해조건으로 명명했으며, 장벽 또

는 지각된 장벽(Fitzgerald, Fassinger & Betz, 1995; Shuttleworth, 199

2), 진로와 관련된 장벽(Luzzo, 1997)으로 명명되기도 했다. 그 후 진로

장벽을 주제로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Tokar, Swanson(1991)가 개발한

진로장벽 검사(CBI: Career Barriers Inventory) 이후부터 진로장벽이라

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진로장벽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계속되었다(손은령, 2004; 이성식, 정철영, 2007). Swanson은 진로장벽

검사를 개발하고 이를 개정하면서 진로장벽의 개념을 정의하려고 하였

다. 예를 들어 Swanson(1995)은 진로장벽 검사 개정판(CBI-R: Career B

arriers Inventory-Revised)에서 진로장벽을 ‘진로계획의 진전을 방해하

는 요인’으로 정의하면서, 진로장벽 안에 환경에서 오는 외적 장벽과 심

리적인 특성을 가진 내적장벽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Swanson과 W

oitke(1997)는 진로장벽을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을 어렵게 하는 환경적

또는 개인 내적 사건’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진로장벽의 개념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고 한다. 진로장벽의 객관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진로장벽에 대한 개인

의 인식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이다(이성식, 2007). 즉, 진로장벽의 객

관적인 심각성보다 개인이 얼마나 그것을 심각하게 지각하느냐가 더 중

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아무리 심각한 진로장벽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그 심각성을 지각하지 못한다면 진로결정 및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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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할 것이다. 즉,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 진로발달 단계 및 시기에 따라

서 인식하는 진로장벽의 정도와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한다.

앞서 언급한 주의할 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대부분의 연구

에서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은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러한 진로

장벽이 나에게 생긴다면, 나는 진로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이런 진로장벽으로 인하여 나의 진로에 얼마나 방해받을 것인가이다. 두

번째는 진로장벽 인식 시점에 관한 문제이다. 진로장벽은 현시점에서 존

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으나 미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진로결정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개인의 진로

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벽은 현시점 또는 미래 시점일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진로장벽 인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 진로장벽을 인식하

는 것이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러 학자들이 동의하

지만 이러한 영향은 진로장벽 인식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진로장벽

에 대한 과도한 인식은 진로발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진로

장벽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면 비현실적인 진로발달을 가져올 수도 있

다. 반면에 진로장벽에 대한 적절한 인식은 현실적인 진로발달을 가능하

도록 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을 ‘대학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직업이나 진로 계획에 있어서 본인의 진로목표실현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정의했다.

2) 진로장벽의 측정

진로장벽 측정 방법은 기존의 진로 관련 검사 도구에 통합되어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측정하거나(Lent, 2000; Lucas & Epperson, 1

990; Shuttleworth, 1992), 설문지를 통해 진로장벽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하여 유목화를 하는 방법(Luzzo, 1996; Swanson & Tokar, 1991),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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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진로장벽을 측정하는 도구를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방법(Mcw

hirter, 1997; Mcwhirter, Hackett & Bandalos, 1998; Tien, 1998) 이렇게

세 가지가 진로장벽의 측정 방법으로 활용됐다(이성식, 2007). 첫 번째

방법의 예시로 Lucas와 Epperson(1990)는 기존 My Vocational Situatio

n(Holland, Daiger & Power, 1980)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는 신뢰도 계

수가 0.365으로 매우 낮고 진로장벽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적합성 문제가 있었고, 검사 자체의 결함이 있어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두 번째 방법의 예로 Luzzo(1996)

는 ‘당신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극복되어야 하는 진로장벽은 무

엇인가’와 ‘당신의 진로발달 과정 중에서 과거에 경험한 진로장벽은 무엇

인가’라는 두 가지 질문들을 통해 진로장벽을 측정하였다. 개방형 질문으

로 다양한 자료는 얻을 수 있지만, 실제 연구에서 평균 반응수가 두 개

이하로 나타나거나(Luzzo, 1996), 진로장벽을 유목화하는 수가 지나치게

적어 연구 결과의 타당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세 번째, 연구자들이 직접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측정도구로 Swanson과 Tokar(1991)가 만든 진로장벽 검사(CB

I: Career Barriers Inventory)가 있다. 이는 진로장벽을 다양하게 포괄적

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여 18개 하위요인과 11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중복되는 문항과 지나치게 많은 문항

그리고 예비검사의 대상이 여성으로만 한정했다는 점에서 타당성에 문제

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문항을 줄인 진로장벽

검사 단축형(CBI-SF: Career Barriers Inventory-Short Form)을 개발하

였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진로장벽 측정도구를 직접 개발해서

사용하였다. 그중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측정도구가 많다. 손은

령(2001)이 만든 ‘여자 대학생을 위한 진로장벽 검사’와 김은영(2002)이

개발한 ‘한국 대학생을 위한 진로탐색장애검사’, 김수현(2007)이 개발한

‘대학생용 진로장애검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운동선수를 대상으

로 진로장벽을 측정하고자, Osipow(1999)가 만든 척도를 기반으로 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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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이기학(2003)이 개발한 ‘한국 진로미결정검사(KCII: Korean Career I

ndecision Inventory)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직업정보 부족 ‘직업

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등의 6문항, 자기명확성 부

족 ‘내 적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등의 4문항, 우유부단한 성격 ‘나는 어

떤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다’ 등의 4문항, 외적장애 ‘내가 원하는 직업 및

진로를 반대하는 주변 사람이 많다’ 등의 4문항과 필요성 인식 부족 ‘현

재 진로, 직업을 선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등의 4문항, 총 22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개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이론적 기반은 자기효능감이다. Bandura(1977)

는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반두라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개념이

라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개인이 높은 자기효능감을 형성하였을 때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특정 행동을 완수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자신의 행동

을 지속하기 때문이다.

특히 반두라는 자기효능감이 성취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성취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면서도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과거에 실패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노

력에 의해 극복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개인은

단순하게 환경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며 자신의 행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뜻한

다. 따라서 과거의 실패나 성공경험으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보다

는 자기효능감에 의해 행동이 예측된다고 보았다(Peterson & Stunk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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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이런 자기효능감의 정의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가

지 변인들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효능기대(efficacy e

xpectation), 두 번째는 결과기대(outcome expectation)이다. 효능기대란

어떠한 행동을 실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 결과기대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Bandura, 1977). 이러한

구분을 통해 개인이 행동을 하는 데에 단순하게 결과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결과를 가져올 행동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기효능감은 결과기대와 구분

되는 개념으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필수 과업을 수행할 수 있

다는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결

과기대보다 행동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Heckhause

n, 1977; Peterson, 1993). 이는 실제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자기효능감이

결과기대보다 선행되고 결과기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한다.

특히 Bandura(1993)는 이런 자기효능감이 3가지 행동적 결과를 가진

다고 하였다. 첫 번째는 접근과 회피행동, 두 번째는 목표 영역에서 행동

의 질, 세 번째는 장벽 또는 장애에 직면할 때의 지속성이다. 따라서 개

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 중에서 자기효능감은 매우 중요

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Hackett, Betz(1981)는 반두라의 자기효능감을 기반으로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진로결정과

관련이 있는 여러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 혹

은 자신감이라고 정의된다. 또한 Taylor, Betz(1983)는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의 5가지 하위요소인 직업정보, 자기평가, 미래계획, 목표설정, 문제

해결로 구성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DMSE: Career Decision-Ma

king Self-Efficacy)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개념

을 일반화시켰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과업들인 목표선택,

계획수립, 직업정보수집, 문제해결, 자기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다는 자신감이나 개인의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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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측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대표적으로 Taylor, Betz(1983)가 개

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DMSE: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가 있다. 이 측정도구는 5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직

업정보수집, 목표선택, 자기평가, 계획수립, 문제해결로 구성된다.

자기평가는 진로에서 성공 및 만족과 관련된 가설적인 개인의 자산,

신뢰에 대한 평가이고, 문제해결은 진로의사결정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

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을 말한다. 직업정보 수집은 직업, 직무, 고용동향

에 관한 정보 수집이다. 목표선택은 개인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진로선

택을 의미한다. 계획수립은 진로목표를 위해 단계적으로 미래를 계획하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은 진로결정을 위한 과업

들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문항이 너무 많아 실제로 사용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

었으며, 이에 따라 문항을 축소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Betz, 1996). Bet

z(1996)는 기존의 척도를 25문항으로 개정하여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을 개발하였다. 하위 문항과 응답방식은

기존의 CDMSES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운동선수들의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CDMSES-SF(Betz, Voyten, 1996)를 이은경

(2001)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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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운동선수의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림 Ⅲ-1]과 같이 변인들 간 관계에 대한 가설적인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운동선수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

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대학운동선수의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

째, 대학운동선수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

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대학운동선수의 진로

장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Ⅲ-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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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H1. 대학운동선수의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다수의 선행

연구가 있다(박재은, 이정애, 이지연, 정익중, 2011; 유우경, 조아미, 2007;

Blustein & Schultheiss, 1995; O'Brien, 1996; Whiston & Keller, 2004).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하도록 돕는다고 보

고되었다. 부모의 지지와 역할모델은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cWhirter & Hackett, 1997).

나태균, 문성원(2012)은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중에서 교수와의 관계가

중요함을 보고하였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학생들의 학업수행과 지속에

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지한 대학생은 진로

선택 및 준비를 잘한다는 선행연구들도 있다(이현진, 2009; Gushue &

Whitson, 2006). 또한 사회적 지지는 운동선수가 미래 진로를 계획 및

준비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ssinger, Miller, New

man & Nadler, 2011; Kornapan & Etzel,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 및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H1-1. 대학운동선수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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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진로와 관련된 행동은 사회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의 진로발달

은 자신의 환경적 장벽에 영향을 받는다(Swanson, Daniels & Tokar, 19

96). 일반적으로 진로장벽은 진로발달에 대한 방해물로 생각했으며(심정

호, 2016), Taveira, Silva, Rodriguez & Maia(1998)는 진로준비에 있어

서 진로결정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Luzzo, Jen

kins(1996)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이나 진로선택에 부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직접적인 관계를 밝힌 연구로는 고경필,

고정리(2018), 김선중(2005), 손은령, 손진희(2005), 신지영, 박성실(2012)

이 있다. 손은령, 손진희(2005)는 대학생의 진로준비 및 결정과정에 맥락

적 요인과 개인적 특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연구를 하였

으며, 그 결과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유의한 영향(β=-.1

12, p<.001)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김선중(2005)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연구하여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β

=-.301, p<.001)가 있는 것을 밝혔고, 형정은, 신지영(2012)은 전문대학생

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하여 유의한 부적

(-)인 영향(β=-.380, p<.001)을 밝혀냈다. 고경필, 고정리(2018)는 대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을 분석한 결과 심리적 진로

장벽(β=-.383, p<.001), 환경적 진로장벽(β=-.183, p<.05)이 진로준비행동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론 및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H1-2.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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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변인들 중

에서 가장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Lent & Hackett, 199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

(강승희, 2010; 김혜주, 2007; 김영경, 2008; 조성연, 문미란, 2006; 이성식,

2007; 이기학, 이학주, 2000; 정미예, 2007; Bandura & Luzzo, 1993; Betz

& Taylor, 1983)가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지헌(201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명실(2007)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하게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

비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명숙(2003)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앞서 언급한 연구결과들 외에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고태용, 2008; 김수리, 200

4; 김종운, 김현희, 2016; 주영주, 고경이, 정유진, 2015; Boswell, Roehlin

g & Lepine, 2003)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가정하였다.

H1-3. 대학운동선수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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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대학운동선수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김금미, 이희정, 2010; 김효진, 장윤옥, 2011; 조명실, 200

6).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직접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

는 동시에 인지적 요인, 환경적 요인과 진로준비행동 사이를 매개하는

주요 변인으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다(김선중, 2005; 조명실, 2006; 김

금미, 이희정, 2010). Tang, Fouad(1999)는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의 진

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매개역할을 하였음을 밝혔다. 김수리(2004)

의 연구에서는 부모지지 및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학생은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이 높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가 유의하다는 다수의 선행연

구 결과가 있다(김선중, 2005; 손은령, 2001b; 이명숙, 2003; 유우경, 조아

미, 2007; 유미정, 최애경, 2008; Blusteinet, al., 1995; Lent, et, al., 2003;

O’Brien, 1996; Swanson & Tokart, 1991). 이상으로 선행연구들을 종합

해볼 때,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H2-1. 대학운동선수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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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진로장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밀접하

다. Bandura(1997)는 특정한 목표와 관련된 지각된 장벽을 극복하려는

데 있어서, 비교적으로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자기효능감 수

준이 낮은 사람보다 비교적 많이 노력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계

는 진로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Bandura(1996)

의 사회인지이론을 토대로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들의 진로발달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으면 진로장벽에 잘 대처한다고 하였다.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선행연구들은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다고 밝혔다(고미나, 박재황, 2011; 김은영, 200

1; 박숙경, 2013; 손은령, 손진희, 2005; 박용두, 이기학, 2007; 이명숙, 20

03; 이기학, 2001; 이상희, 2006; 정미예, 2007; 조현주, 2006). 이를 통해

서 정리하면,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낮게 인식한다. 반면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게 인식하는 사람은 진

로장벽을 낮게 지각하고, 결과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를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김연중, 손은령(2012)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준

다는 것을 밝혔고, 유수복(2013)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이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각각 부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으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진로장

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H2-2.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장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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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의 관계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진로장벽과 함께 환경적 변인으로

같이 연구되어 왔다(Lent et al., 1994).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은 서로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다(김희경, 2017). 이와 동일하게 다수의 연구에

서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 간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

을 보고하였다(신정옥, 2011; 이상희, 2006; 유수복, 윤혜미, 2014). 즉, 사

회적 지지와 진로장벽 두 변인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을 저해 및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을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였다.

<표 Ⅲ-1> 변인들 간의 관계

변인 관계 선행연구

사회적 지지 ➡ 진로준비행동

김종운, 김현희 2016; 김종학, 최보영, 2015; 문성원, 나태균

2012; 송현심, 홍혜영, 2010; 이정애, 박재은, 정익중, 이지연,

2011; 이현진, 2009; 조아미, 유우경, 2007; Betz, 1989; Blustein

& Schultheiss, 1995; Hirschi & Niles, 2011; Ketterson &

Blustein, 1997; O’Brien, 1996; Whiston & Keller, 2004

진로장벽 ➡ 진로준비행동

김선중, 2005; 손은령, 2001; 손진희, 2005; 신지영, 형정은,

2012; 이상희, 2005; 오은주, 2014; 유미정, 2008; 차아름, 2014;

한용재, 강현욱, 2014; Swanson & Daniels, 1996; Sakurako,

2004; Vilacruz, 200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김선중, 2005; 김수미, 2009; 김지연, 이기학, 2013; 박성실,

2012; 박지은, 2006; 송현심, 2010; 유미정, 2008; 유수복, 2014;

주명진, 2010; 진준혁, 2010; Lent, 1994

사회적 지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김민선, 서영석, 2008; 박지은, 2006; 윤혜미, 유수복, 2014;

Betz & Voyten, 1997; Lent, 2003

사회적 지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문성원, 나태균 2012; 송현심, 2010; 이순자, 2012; 주영주,

정유진, 2015; Lent, 2003

진로장벽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김선중, 2005; 김민석, 서영석, 2009; 이명숙, 2002; 유미정,

2008; 손은령, 2002; Lee, 1994; Lent, 2003; Luzzo,1997;

Swanson & Tokart,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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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운동선수의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대학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대학운동선수의 경우 보다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대학스포츠협의회 회원대학(105개)에 소속된 대학운동선수’로 대상

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비확률 표본추출방법에서 편의 표본추출(Convenience Sa

mpling)을 적용하여 2019년 9월 4일부터 2019년 9월 29일까지 온라인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

으로 설문을 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기존의 설문조사 방법에

비해서 조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보다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료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일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윤은성, 김영원, 2002; 이윤석, 이지영, 이경택, 2008).

질문지는 총 236부가 회수되었고 부정확하게 응답하였거나 데이터분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5부의 자료를 제외한 231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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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학운동선수들의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수집 도구로 질문지를 활용

하였다. 조사도구는 사회적 지지 척도, 진로장벽 척도,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 척도, 진로준비행동 척도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구성된 질문지

를 사용하였다. 응답대상자는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으로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신뢰

도 분석을 통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였다. Cronbach’s α 계

수는 신뢰도를 평가하는 계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기준은

학자마다 이견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연구에서 사용되는 기

준은 0.7이상이다. 즉, Cronbach’s α값이 0.7이상이면 신뢰도를 확보했다

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0.7을 기준으로 신뢰도를 검증

하였다.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각 변

인의 Cronbach’s α 계수가 .96∼.98로 모두 0.7이상이기 때문에 본 연구

는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Lent(2001)가 개발하고

이정애(2009)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지지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으려고 노력할 경우 가족들은 나의 희망 직

업을 지지해줄 것이다’ 등의 4문항, 도구적 조력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경우 나에게는 관련 공부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등의

4문항, 역할모델 ‘내가 목표하는 직업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 내 주변에서

역할모델로 적합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 등의 2문항, 경제적 지원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공부를 하는 데 필요한 돈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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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지원받을 수 있다’ 등의 3문항,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

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 ‘매우 그렇다’에 5점, 5점 Likert척

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다는 것을 말한다.

2) 진로장벽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해서 Osipow(1999)가 만든 진

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를 바탕으로 탁진국, 이기학(2003)이

개발한 한국진로미결정검사(KCII: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직업정보 부족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등의 6문항, 자기명확성 부족 ‘내 적성이 무

엇인지 모르겠다’ 등의 4문항, 우유부단한 성격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

기가 힘들다’ 등의 4문항, 필요성 인식 부족 ‘현재 진로, 직업을 선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등의 4문항과 외적장애 ‘내가 목표하는 직업을

반대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 등의 4문항,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 ‘매우 그렇다’에 5점, 5점 Li

kert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뜻한다.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Taylor와 Bet

z(1983)가 자기효능감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

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의 단축형인

CDMSES-SF(Betz, Voyten, 1996)를 이은경(2001)이 수정한 척도를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목표선택 ‘나는 관심 있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등의 7문항, 직업정보수집 ‘희망하는 직업의 연봉을 알아볼 수 있다’ 등

의 6문항, 문제해결 ‘나는 선택한 전공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나의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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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꿀 수 있다’ 등의 6문항, 미래계획 ‘나는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다’ 등의 6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 ‘매우 그렇다’에 5점, 5점 Likert척도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뜻한다.

4) 진로준비행동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고자 김봉환(1997)이 개발한 진

로준비행동 척도를 기반으로 이명숙(2002)이 인터넷을 통한 진로정보 제

공과 대학교 진로관련 기관들의 활성화를 고려하여 2문항을 추가한 척도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보수집활동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관심

있는 직업이나 희망진로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탐색해 보았다’

등의 6문항, 도구구비활동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그

준비에 필요한 교재 및 기타 필요한 기자재를 가지고 진로 준비를 하고

있다’ 등의 5문항, 실천적 노력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관심 있는 진로

나 직업과 밀접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본 적이 있다’ 등의 7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

‘매우 그렇다’에 5점, 5점 Likert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Ⅳ-1> 문항의 구성 및 신뢰도

변인 내용 문항수
Cronbach’s

alpha

독립변인

사회적 지지 13 .96

진로장벽 22 .97

매개변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25 .98

종속변인 진로준비행동 18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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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 중 응답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된 자

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분석 가능한 데이터를 코딩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R 3.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측정변인 수준을 규명하기 위해 평균, 표

준편차, 빈도,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각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하였고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

다. 또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경로분석을 하였

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알아보기 위하

여 수집한 통계 값에 대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수행하였으

며, 수집된 데이터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2) 신뢰도분석(Cronbach’s α)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정확성 및 정밀성을 나타내는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사용하였다. 이는 검사문항 간의 동

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항을 찾아내고 제거하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널리 사용되

는 방법이다. 신뢰도의 기준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되는 경향

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Cronbach’s α값이 0.7이상이면 측정항목의 신뢰도

가 확보된 것으로 본다(Nunnally, 197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0.7을 기

준으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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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전에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들 간

의 관련성 정도 및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분석은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인과관계와는 차이가 있다. 즉, 변수들 간의 상

관관계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상관관계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변수들

끼리 정적(+)인 상관관계인지, 부적(-)인 상관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다(김석우, 2010). 추가로,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하는 회귀분석에는 다중

공선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정확한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이유재, 199

4). 이처럼 다중공선성은 회귀계수의 추정과 해석에 여러 문제를 야기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또한 검증하였다.

4)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대학운동선수들의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경로분석

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석

기법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 및 예측할 수 있는 통계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수립한 연구모형 및 연구가

설 내에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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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Ⅴ-1>과 같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중에서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

이 148명(64.1%), 여학생이 83명(35.9%)로 남학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

다. 학년은 1학년 69명(29.9%), 3학년 57명(24.7%), 2학년 55명(23.8%), 4

학년 50명(20.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전공계열은 스포츠 또

는 체육계열 221명(95.67%), 기타 10명(4.33%)으로 나타났다. 종목은 축

구 82명(35.49%), 태권도 32명(13.85%), 펜싱 24명(10.39%), 야구 23명(9.

96%), 농구 13명(5.64%), 배구 12명(5.19%), 수영 10명(4.34%), 세팍타크

로 6명(2.59%), 사격 5명(2.16%), 육상 4명(1.74%), 탁구 3명(1.29%), 골

프 3명(1.29%), 양궁 2명(0.88%), 배드민턴 2명(0.88%), 핸드볼 1명(0.4

3%), 테니스 1명(0.43%), 체조 1명(0.43%), 유도 1명(0.43%), 에어로빅 1

명(0.43%), 복싱 1명(0.43%), 발레 1명(0.43%), e스포츠 1명(0.43%), 근대

5종 1명(0.43%), 레슬링 1명(0.43%) 순으로 나타났다. 선수 경력은 6∼10

년 147명(63.64%), 11∼15년 56명(24.24%), 1∼5년 27명(11.69%), 16년

이상 1명(0.43%)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소재지는 전라도 64명(27.7

1%), 서울특별시 61명(26.41%), 경기도 51명(22.08%), 경상도 26명(11.2

5%), 충청도 17명(7.36%), 강원도 12명(5.1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들의 경제 수준은 보통이다 130명(56.3%), 조금 좋다 47명(20.3%), 조금

어렵다 31명(13.4%), 매우 좋다 13명(5.6%), 매우 어렵다 10명(4.3%) 순

으로 나타났다. 학업 수준은 보통이다 95명(41.1%), 조금 낮다 71명(30.

7%), 조금 높다 36명(15.6%), 매우 낮다 22명(9.5%), 매우 높다 7명(3%)

순이며, 운동기능 수준은 조금 높다 106명(45.9%), 보통이다 81명(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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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구 분 N(%)

성별
남자 148(64.1)

여자 83(35.9)

계 231(100.0)

학년

1학년 69(29.9)

2학년 55(23.8)

3학년 57(24.7)

4학년 50(20.6)

계 231(100.0)

전공
스포츠, 체육계열 221(95.67)

기타 10(4.33)

계 231(100.0)

종목

축구 82(35.49)

태권도 32(13.85)

핸드볼 1(0.43)

펜싱 24(10.39)

테니스 1(0.43)

탁구 3(1.29)

체조 1(0.43)

육상 4(1.74)

유도 1(0.43)

에어로빅 1(0.43)

양궁 2(0.88)

야구 23(9.96)

수영 10(4.34)

세팍타크로 6(2.59)

사격 5(2.16)

%), 매우 높다 24명(10.4%), 조금 낮다 14명(6.1%), 매우 낮다 6명(2.6%)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진로 결정 여부를 살펴보면, 결정 126명(54.5%), 미결정

105명(45.5%)으로 나타났다. 진로 결정 대상자 중에서 전공과 일치 여부

를 살펴보면, 일치 97명(77.3%), 불일치 27명(22.7%)로 다수의 대학운동

선수들이 스포츠 또는 체육 관련 진로를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로 연구대상자의 희망직업 또는 진로를 살펴보면, 선수, 지도자, 체

육교사, 스포츠연구원, 스포츠에이전트, 건강운동관리사, 스포츠행정가,

스포츠마케터, 창업 등 전공계열과 관련된 직업을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부모님, 선생님, 친구, 선배, 인터넷이 진로결정에 영향

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Ⅴ-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38 -

종목

복싱 1(0.43)

배드민턴 2(0.88)

배구 12(5.19)

발레 1(0.43)

레슬링 1(0.43)

농구 13(5.64)

근대5종 1(0.43)

골프 3(1.29)

e스포츠 1(0.43)

계 231(100.0)

선수 경력

1∼5년 27(11.69)

6∼10년 147(63.64)

11∼15년 56(24.24)

16년 이상 1(0.43)

계 231(100.0)

대학교 소재지

서울특별시 61(26.41)

경기도 51(22.08)

강원도 12(5.19)

충청도 17(7.36)

전라도 64(27.71)

경상도 26(11.25)

제주특별자치도 0(.0)

계 231(100.0)

경제 수준

매우 어렵다 10(4.3)

조금 어렵다 31(13.4)

보통이다 130(56.3)

조금 좋다 47(20.3)

매우 좋다 13(5.6)

계 231(100.0)

학업 수준

매우 낮다 22(9.5)

조금 낮다 71(30.7)

보통이다 95(41.1)

조금 높다 36(15.6)

매우 높다 7(3)

계 231(100.0)

운동기능 수준

매우 낮다 6(2.6)

조금 낮다 14(6.1)

보통이다 81(35.1)

조금 높다 106(45.9)

매우 높다 24(10.4)

계 231(100.0)

진로 결정
결정 126(54.5)

미결정 105(45.5)

계 231(100.0)

결정한 진로와

전공 일치 여부

일치 97(77.3)

불일치 29(22.7)

계 126(100.0)

희망직업(진로)
선수, 지도자, 체육교사, 스포츠연구원, 스포츠에이전트,

건강운동관리사, 스포츠행정가, 스포츠마케터, 사업, 타업종

진로결정에 영향 부모님, 선생님, 친구, 선배,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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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변인의 기술통계량

주요 변수들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분포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

s)를 검토하였다. 이를 정리한 기술통계량은 <표 Ⅴ-2>와 같다. 측정변

수의 왜도가 2.0 이하, 첨도가 7.0 이하일 때, 정규성 가정에 위배되지 않

는다고 받아들여진다(West, Finch, & Curran, 1995). 본 연구의 평균값

은 최저 2.679에서 최고 3.423의 분포를 보였으며, 표준편차는 .823에서

1.027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각 변수들의 왜도가 .099에서 .321 사이, 첨도는 2.281에서 2.842 사

이로 나타나 정규성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Ⅴ-2> 기술통계량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진로준비행동 2.679 1.027 .238 2.28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161 .932 -.321 2.678

진로장벽 2.789 .961 .241 2.704

사회적 지지 3.423 .823 -.099 2.842

대학운동선수의 성별, 학년에 따른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평균은 <표 Ⅴ-3>과 같다. 성별이 남자인

경우 사회적 지지는 3.425, 진로장벽은 2.80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3.1

64, 진로준비행동은 2.607이고, 여자인 경우 사회적 지지는 3.416, 진로장

벽은 2.75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3.155, 진로준비행동은 2.805로 나타

났다. 학년별 평균을 살펴보면, 1학년은 사회적 지지 3.536, 진로장벽 2.5

6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319, 진로준비행동 2.610이고, 2학년은 사회적

지지 3.239, 진로장벽 2.88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072, 진로준비행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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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로 나타났다. 3학년은 사회적 지지 3.354, 진로장벽 2.99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2.901, 진로준비행동 2.406이고, 4학년은 사회적 지지 3.546,

진로장벽 2.74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337, 진로준비행동 3.205로 나타

났다.

<표 Ⅴ-3> 성별, 학년별 기술통계량

진로준비행동

(M, SD)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M, SD)

진로장벽

(M, SD)

사회적 지지

(M, SD)

남자 2.607(1.05) 3.164(.98) 2.809(.96) 3.425(.84)

여자 2.805(.98) 3.155(.84) 2.753(.97) 3.416(.80)

1학년 2.610(.94) 3.319(.79) 2.569(.80) 3.536(.74)

2학년 2.561(1.01) 3.072(1.01) 2.888(.89) 3.239(.86)

3학년 2.406(.96) 2.901(.92) 2.995(1.05) 3.354(.87)

4학년 3.205(1.07) 3.337(.97) 2.745(1.08) 3.546(.81)

3. 상관관계 및 경로분석

1)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만한 변인들 간의 관련성 정도 및 방향

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

로준비행동 변인들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판별타당성은 각 변인

의 서로 다른 구성 개념에 대해서 측정을 실시하고 얻게 된 수치 간에

상관관계가 낮아야 한다. 상관관계 계수가 .85를 초과하면 판별타당성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회귀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

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가 10보다 크면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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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Ⅴ-4>와

같다.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변

인들 중에서 진로장벽을 제외하고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각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해 상관계수와

분산팽창지수(VIF) 그리고 공차한계(Tolerance)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55에서 .68사이로 .85이하였으며, 분산팽창지

수(VIF) 값은 모두 3이하, 공차한계(Tolerance)는 모두 3보다 크게 나타

났기 때문에 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

었다.

<표 Ⅴ-4> 상관관계

측정변인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

진로준비행동 1.0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65*** 1.00

진로장벽 -.52*** -.64*** 1.00

사회적 지지 .56*** .68*** -.5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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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로분석 및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대학운동선수들의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사회과학 연구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분석기법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 및 예측할 수 있는

통계분석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수립한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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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

한 결과가 [그림 Ⅴ-2]에 나타나 있다.

.183**

.429***

-.149*

-.384***

-.545***

.473***

[그림 Ⅴ-2] 경로분석 결과

경로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

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Ⅴ-

5>와 같이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

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부분매

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은 서로

부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545, p<.001).

<표 Ⅴ-5>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변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사회적 지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73*** .473*** -

진로장벽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84*** -.384*** -

사회적 지지 ➡ 진로준비행동 .386*** .183** .203***

진로장벽 ➡ 진로준비행동 -.314*** -.149* -.16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429*** .429***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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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H1-1. 대학운동선수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β=.183, p<.01),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73, p<.001). 이를 통해서 대학운동선수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H1-2.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β=-.149, p<.05),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84, p<.001). 이를 통해서 대학운동선수의 진

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

되었다.

H1-3. 대학운동선수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β=.429, p<.001). 이를 통해서 대학운동선수의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채

택되었다.



- 44 -

H2-1. 대학운동선수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운동선수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β=.183,

p<.01)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거쳐서 간접적인 영향(β=.203,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운동선수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본인의 진로준비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대학운동

선수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H2-2.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장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β=-.149, p<.05)과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을 거쳐서 간접적인 영향(β=-.165, p<.001)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대학운동선수가 지각한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본인의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장벽은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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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운동선수의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토

대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운동선수들의 사회적 지지, 진로

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

회적 지지, 진로장벽 모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각각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또한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설명력을 보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가설들에 대한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학문적, 실무

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대학운동선수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

대학운동선수들의 성별에 따른 진로장벽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차이

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자대학생일수록 직업에 대한 낙관성이

낮고, 진로 자신감도 낮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손은령, 2001a; 임은미,

박승민, 2009; Mori, 2004; Vilacruz, 2004)과 불일치한다. 반면에 진로장

벽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선행연구들(이상희, 2

005; Creed, Patton, & Bartrum,2004)과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3학년, 2학년, 4학년, 1학년 순서로 진로

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학년일수록 진로장벽이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들(김은영, 2001; 정기홍, 2008)과 불일치한다. 이는 대학운동선수의

경우 1학년과 4학년은 졸업 후 진로, 직업으로 프로선수를 희망하는 목

표가 확실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대학운동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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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학년과 3학년 때 진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며, 중도 포기를 하는

학생선수들이 많다고 한다. 이는 한태룡(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대학운동선수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차이

가 없었다. 학년별 사회적 지지 차이를 보면, 4학년, 1학년, 3학년, 2학년

순서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사

회적 지지가 높은 순서와 비슷하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의 수준이 높았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대학운동선수의 진로발달단계에

맞는 과업을 돕는다는 선행연구결과(박재은, 이정애, 이지연, 정익중, 201

1; 유우경, 조아미, 2007; Blustein, 1995; O'Brien, 1996)와 맥을 같이한

다.

대학운동선수의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

과, 차이가 없었다. 반면, 여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남학생보다

높다고 보고하는 선행연구(Betz & Hackett, 1981; 이은경, 2001; 장범식,

2007)가 있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학년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

이를 보면,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순서로 높았다. 4학년이 다른 학

년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밝힌 선행연구(나태균, 문성원, 20

11)와 학년에 따라 체육계열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차이가 있

다고 밝힌 선행연구(최미란, 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이 설정한 진로목표에 대한 신념과 자신감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불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4학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이 가장 높았지만, 그 후에 1학년, 2학년, 3학년 순서로 높았다. 이는

체육특기자로 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선수의 경우 대부분 선수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번째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대학운동선수의 성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준비행동이 높다고 밝힌 선행연구들(박정희, 김홍석, 200

9; 서유진, 2007; 이상희, 2006)과 불일치한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준비행동이 높다는 선행연구(강희순, 2010)와도 불일치한다. 성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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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들(김희진, 2001; 박중길, 2006; 이명숙, 200

3; 이현주, 2014)과 일치한다. 이처럼 성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은 일관

성 없이 다양한 연구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보다 많은 연구결과

축적이 필요하다. 학년별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순서로 높았고, 특히 4학년이 점수가 다른 학년에 비해 높

았다. 이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이 가장 높

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김봉환, 1997; 박성욱, 2005; 박고운, 이기학, 200

7; 이형국, 2007; 유미정, 최애경, 2008; 장범식, 2007)과 일치한다. 박중길

(2006)의 연구에서 밝힌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급하게 진로준비가 이뤄

진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준비행동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4학년 대학운동선수들이 진로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동부 또는 학교 차원의 진로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진

로발달은 특정 시기에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운동

선수로 입학한 1학년부터 장기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근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대학운동선수들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과 학년별로 진로 관

련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봄으로 진로관리 및 개발을 위한 전략에 실제적

이고 효과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대학운동선수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

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높았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

동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보여준 연구결과는 다수의 선

행연구들(나태균, 문성원, 2012; 박지은, 2006; 박재은, 이정애, 이지연, 정

익중, 2011; 이현진, 2009; 조아미, 유우경, 2007; Blustein, 1995; Hirschi,

Niles & Akos, 2011; O'Brien, 1996; Whiston & Keller, 2004)과 일치한

다. 주변의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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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학생들의 진로발달과 관련

해 사회적 지지 연구에서 정서적 지지와 사회관계망지지는 진로결정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확신과 용기를 갖게 한다고 보고되었다(Schult

heiss, Kress & Manzi, 2001). 이러한 결과는 최종성(2009)의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의 강한 예측 변인으로 밝혀진 것과

함께 다수의 선행연구(김선중, 2005; 신지영, 형정은, 박성실, 2012; 유미

정, 2008; 주명진, 김정남, 2011)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송현심, 홍혜영(20

10)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에서도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신 능력에 대한 자신감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올

바른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대학운동선수가 지각한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낮았으며,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낮았다. 이처럼 진로장벽이 진로

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관계를 보여준 연구결과는 여

러 선행연구들(김선중, 2005; 박성실, 신지영, 형정은, 2012; 손은령, 2001

a; 유미정, 2008; 이상희, 2005; 이현림, 김순미, 천미숙, 최숙경, 2008; Lu

zzo, 1996; Mori, 2004; Vilacruz, 2004)과 일치한다. 이는 진로장벽을 많

이 지각하고 있는 대학운동선수일수록 진로 및 직업관련 자신감이 낮고

결과적으로 진로준비행동까지 저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운

동선수가 지각한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친구, 선배, 교수, 감독, 코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피드백, 다양한 진

로 및 직업 관련 정보공유, 현장실습 등과 같은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

이다. 진로장벽을 낮추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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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대학운동선수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진로에 대한 계

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상승시켜 그에 부합하는 진로준

비행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다수의 선행연구(김종걸, 2007; 박태승, 전익기, 2011; 조명실, 최경

숙, 2007; Blustein, 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도 적극적으로 한다는 지이레(2010)의 연

구결과와,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와 관련된 준

비행동을 많이 한다는 김수리(2004)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따

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면 이에 따른 자신감 형성으로 인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

리학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높은 신념을 가질수

록 자신의 진로에 관한 계획 및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몰두한다고 하였다.

5)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

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들(고태용, 2008; 문성원, 나

태균, 2012; 송현심, 홍혜영, 2010; 이순자, 조옥귀, 2012; 조명실, 최경숙,

2007; 주영주, 고경이, 정유진, 2015)과 일치한다. 문성원과 나태균(2012)

은 외식조리 전공 대학생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존재를 밝혔다. 이순자, 조옥귀(20

12)는 사회적 지지가 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간접

적으로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대학생들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을수록 진로 관련 과제수행에 관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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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높아지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이 더욱 적극

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학운동선수들에게 부

모, 감독, 코치, 교수 등과 같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

경제적 지원 및 구제적인 도움은 향후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고

결과적으로 진로준비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

모, 감독, 코치 및 교수를 포함한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의 중

요성을 기반으로 이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필

요하다.

6)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가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연구들(김선중, 2005; 손은령, 2002; 유미정, 최

애경, 2008; 이명숙, 2003; Lent, 1994; Lent, 2003; Swanson & Tokart, 1

991)과 맥을 같이한다.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여러 변인들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한 다수의 선행연구들(Lent, 1994; Lent et al., 2001; Luz

zo, 1997; Shuttleworth, 1992; Swanson & Daniels, 1996)이 존재한다.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이 다수 언급되고 있다. 한용재, 강

현욱(2014)의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교 축구선수들의 진로장벽이 낮을수

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진로준비행동도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정기홍(2008)의 대학교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로장

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장벽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장벽을 낮추어주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자연스럽게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진로준비행동도 증가될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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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1)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대학운동선수들의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학운동선수들의 사회적 지지, 진로장

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변인들의 수준과 관계를 객관화

된 실증자료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의미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무적, 이론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

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준비행동 개념을 확장시켰다는

학문적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전국의 대학운동선수 중에서 응답을 해준

일부 대학과 특정 종목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국내 대학운동

선수 전체로 일반화를 하기에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종목

마다 문화가 다르고 특히 개인종목과 단체종목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스포츠 종목으로 일반화를 하기에 어려운 제한점도 존재한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운동선수들에게 진로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이는 이론적인 의미가 있지만 대학운동선수의 특수성이 작용되

지 않고 일반대학생과 비슷한 연구결과가 나타난 것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운동선수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기에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대학운동선수들의 개인적 특성이나 처해

있는 환경 변인을 포함시켜 이론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진로발달

은 특정한 시기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알아보기에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여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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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를 측정하였다. 기존의 대학운동선수를 대상으로 개발된 진로

관련 척도가 없었기 때문이지만 일반대학생과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대

학운동선수를 같은 척도로 측정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2)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이

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전체 대학운동선수로 일반화를 하기에 어려운 한

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목, 지역적 특성,

다수의 대상을 포함하여 더 광범위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대학운동선

수들의 진로에 관한 다차원적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실제 진로준비행

동을 촉진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일반대학생과 다른 특수성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대학

운동선수는 일반대학생과 다른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

는 대학운동선수의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변인을 선정하여 분석하거

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기반으로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 일반대학생과

어떠한 점이 다른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대학운동선수의 진

로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횡단연구로 분석을 하였지만 진로발달은 특정한

시기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진로발

달은 장기간에 걸쳐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발달

론적 관점에서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준비행동

을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성장배경이 다른 대학운동선수를 일반대학생 대상으

로 개발된 척도로 측정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

구에서는 대학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보다 정확하게

대학운동선수의 특수성을 측정하고 비교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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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선수는 관람스포츠산업의 핵심 인적자원이다. 하지만 은퇴 후 선수들

의 진로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운동선수는 졸업

전에 직업선수 또는 은퇴선수라는 진로결정을 하게 된다. 선수활동을 하

면서 진로준비행동을 하는 것은 선수활동 기간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수들은 진

로준비행동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운

동선수의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운동선수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사회적 지

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

과가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운동선수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지

는 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높

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높아지는 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낮아지는

부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는 부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대학운동선수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이 높아지는 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운동선수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지는 정적(+)인 관계

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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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대학운동선수가 지각한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이 낮아지는 부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운동선수들의 진로준비행동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정도는 개인의 지각 정도에 따라 주관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본인의 진로와 관련한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인지과정의 중요

성을 역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의 진로준비행동 과정

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이 확인된 것으로, 실제적인 진로

준비행동을 돕기 위해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대학운동선수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

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앞으로 진로교육과 상담 시 진로장

벽 요인을 제거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진로장벽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서 지각되는 장벽요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촉매제가 되거나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운동선수들이 사회적 지지를 적절

하게 이용하여 인지 재구조화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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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학 운동선수의 진로(직업)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진로성숙 수준, 차후 진로에 대해 실제적인 준비, 진로

선택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여

러분의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은 대학 운동선수들의 진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질문에는 맞거나 틀린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답

에 체크(√) 하여 주십시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

문지는 분석할 수 없습니다. 본 설문 자료는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지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사고가 명확해지

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전공

지도교수 강 준 호

연 구 자 변 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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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여러분의 장래 진로나 희망직업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

들입니다. 질문을 잘 읽고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곳에 체크(√) 하여 주십시오.

질 문 문 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교수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

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지난 몇 주 동안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이나 팸플릿

등을 구입하거나 혹은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5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교육기관이나 혹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 책자나 팸플릿 등

을 구입하거나 읽어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6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

된 센터나 기관을 직접 방문해보거나 방문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

된 TV프로그램, 전시회, 설명회 등을 시청하거나 참관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

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9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

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진로 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상담센터를 방문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그 준비에 필

요한 교재, 참고서적 및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그 준비에 필

요한 교재, 참고서적 및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가지고 진로 준비를 하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 학원

등에 다니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취업

방법, 보수, 승진제도, 전망)를 수집하였거나 혹은 그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취업 또는 진학)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

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

을 세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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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여러분의 장래 진로나 직업에 대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잘 읽고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곳에 체크(√) 하여 주십시오.

질 문 문 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진로 및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이나 인터

넷에서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전공들 중에서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앞으로 5년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만약 내가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들을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나의 능력을 정확히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마음에 두고 있는 직업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선택한 전공을 이수하는데 어떤 교육내용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앞으로 힘든 상황에서 전공이나 진로목표를 위한 일들을 꾸준히 수

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미래에 인기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좋아하는 생활방식에 적절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나의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잘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처음 선택한 전공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전공을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직업 선택 시 가치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희망하는 직업의 평균수입과 연봉을 알아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진로 결정 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선택한 직업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직업을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어떤 희생은 참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도

움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관심 있는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나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관련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내가 원하는 생활방식(생활해 나가는 일정한 방법이나 형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나중에 취업 면접에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처음 선택한 진로나 분야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전공이나 진로를 다

음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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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여러분의 장래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

으로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잘 읽고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곳에 체크

(√) 하여 주십시오.

질 문 문 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여러 종류의 직업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바라는 직업의 장래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떤 직업이 전망이나 보수가 좋고 사회의 수요가 많은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4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있지만, 직업을 추구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6
어떤 직업이 나의 전공과 관련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

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흥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8 내 적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9 내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바라는 직업에서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13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물쭈물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매사에 소극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현재로서는 직업선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아직 이르기 때문에 직업선택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17
미래의 직업을 현시점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피부

에 와닿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 삶에서 일을 왜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모르

겠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가 바라는 직업을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0
내가 바라는 직업을 부모님이 반대하시기 때문에 갈등이 된

다.
① ② ③ ④ ⑤

21
집안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내가 바라는 직업을 추구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2 학벌이나 연령 때문에 내가 바라는 직업을 갖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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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여러분의 장래 희망직업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잘 읽고 가장 가깝다고 느껴

지는 곳에 체크(√) 하여 주십시오.

질 문 문 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얻으려고 노력할 경우 내 주변에서

역할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내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교육과정

이상의 추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교육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내 희망 직업을 말할 경우 그들은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지지해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얻으려는 사람들 중에 나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얻으려고 노력할 경우 나에게는 전공

공부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얻으려고 노력할 경우 내 친구들은

나의 진로 선택을 지지해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얻으려고 노력할 경우 평소 나에게

가장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이때도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

이 들 경우 대출이나 다른 재원 조달을 통해 충분한 돈을

마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얻으려고 노력할 경우 나의 가족들은

나의 희망 직업을 지지해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것

이 생겼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얻겠다고 할 경우, 가까운 친구들이나

친척들은 나의 진로 선택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얻으려고 할 경우, 내게 조언과 격려

를 해줄 만한 좋은 스승(교수님,감독,코치)이 내 주변에 있

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공부를 마치는데

필요한 돈을 가족으로부터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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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사항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질문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 또는 답변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출생 연도는? (ex: 1996년)

___________

3. 귀하의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4. 귀하의 전공은? (전공명: 체육교육과)

① 체육, 스포츠 관련 ② 기타 (전공명: _______)

5. 귀하의 종목은? (ex: 축구)

_______

6. 귀하의 운동선수 기간은? (ex: 5년)

_______

7. 귀하의 학교 소재지는?

① 서울특별시 ② 경기도 ③ 인천광역시 ④ 강원도 ⑤ 충청북도

⑥ 충청남도 ⑦ 대전광역시 ⑧ 세종특별시 ⑨ 전라북도 ⑩ 전라남도

⑪ 광주광역시 ⑫ 경상북도 ⑬ 경상남도 ⑭ 대구광역시 ⑮ 울산광역시

⑯ 부산광역시 ⑰ 제주특별자치도

8. 귀하의 경제 수준은?

① 매우 어렵다 ② 조금 어렵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좋다 ⑤ 매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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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귀하의 학업(공부) 수준은?

① 매우 낮다 ② 조금 낮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높다 ⑤ 매우 높다

10. 귀하의 운동기능 수준은?

① 매우 낮다 ② 조금 낮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높다 ⑤ 매우 높다

11. 귀하는 자신의 진로(희망직업)에 대한 결정은?

① 결정 ② 미결정

12. 현재 본인의 전공이 앞으로 희망하는 진로(직업)분야와 동일하나요?

① 네 ② 아니오

13. 귀하의 희망직업(진로)는? (ex: 스포츠 에이전트, 체육교사)

_______

14. 누구(무엇)의 영향을 받아 전공이나 진로(직업)가 결정되었나요?

① 부모 ② 교사(선생님, 교수) ③ 친구 ④ 형제자매 ⑤ 친척

⑥ 대중매체(TV,인터넷) ⑦ 본인 ⑧ 기타(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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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ath Analysis of Social Support,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Collegiate Athletes

Byeon, Junhe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lobal Sport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thletes are the core human resources of the spectator sport

industry. However, career issues of athletes after retirement steadily

occur. Collegiate athletes make a decision on becoming professional

athletes or retirement before graduati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hile playing as an athlete gives a positive impact not only

on athletic period but also after retirement. Because of this, it is

necessary for collegiate athletes to improve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u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ith social support,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collegiate athletes.

To achieve this purpose,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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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upport,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collegiate athlete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cond, this study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a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iate athletes.

For the survey tools, social support,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s

and questionnaires consisting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re

used.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were collegiate athletes in Korea,

and sampling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4 to 24 in 2019 through

online survey and 236 responses were collected. After excluding

unreliable responses, responses from 231 respondent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R 3.5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To

identif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and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path analysis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conclusions of the present study are thu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ocial support,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collegiate athletes had a direct

impact on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cond, in a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as exhibited, and in a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as also

exhibited.

Next, the proposal of follow-up study has been made based on the

current study results. First, longitudinal study is needed to have an

in-depth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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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variables.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measurement tools for social support,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collegiate athletes in Korea.

keywords : Collegiate Athletes, Social Support,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tudent Number : 2018-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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