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오늘날 사회는 4차 명시 에 도래했으며 이로

인하여 직업은 세분화 문화 인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은 기에 본인의 직

업에 한 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사회에 종사할

수 있는 직업에 한 비를 철 히 하는 것이 요하다.

우리나라는 청소년기본법 상의 나이를 9~24세로 규정

하고는 있지만 사춘기에 들어서는 등 고학년부터 등

학생까지를 청소년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일반 이다. 하

지만 일반 인 청소년들은 자신이 진출 가능한 진로분야

에 한 이해와 비를 철 히 하는 동안에 청소년기 운

동선수들은 본인의 성격특성이나 직업에 한 흥미와

련하여 별다른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고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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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자신의 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이 자신들의 진로에 한 충분한

이해와 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기사내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조선일보와

한체육회에서는 2004년부터 은퇴하여 10년 이상 선수생

활을 하지 않고 있는 상을 선정하여 2014년 8월에 2주

간의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체육人 66명 은퇴 이후 10

년’이라는 명분하에 이들을 조사한 결과 체육인들은 은

퇴한이후 10명 6명가량이 자신이일생을바쳐 비해

온 스포츠와는 무 한 일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자신이 공으로 한 종목의 코치나 강사로 업무를

맞게 되더라도 부분 일반 계약직의 신분과 낮은 수입

만으로 생계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러한 결과는 매 학년마다 약 24%의 청소년기 운동

선수들이 운동부에서 탈락하여 결국 체운동선수들

약 10% 이하만이 문 인 직업선수가 된다고 보고된

연구결과와도 연 성이 있는 것이다[2]. 즉, 약 90% 이상

의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이 잦은 부상과운동기량의 하

로 도탈락의 험을 경험하고는 있지만, 결국 그들이

도탈락 후에 자신의 다른 진로설계에 한 사

비가 되어있지 못한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은 사회구성원

으로서의 재진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도탈락을 경험하는 청소년기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은퇴

한 선수들도 부분 풍족한 노년을 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듯 어려운 실 속에서 후배들보다도 먼

운동을 그만둔 선수들은 그들에게 “운동만 고집하지 말

고 공부를 병행하여 그와 련된 자격증을 취득해라”는

한결같은 충고를 하고 있다[1].

청소년기 신체 , 정신 과도기에 들어서는운동선수

들은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와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사라지거나, 이들을 지원할 수 있

는 진로지도와 정책 지원이 부족할 경우 진로발달을

한 과업을 달성하기 어려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공

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해 사회 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험에 노출되어 있다[3].

그러나 부분의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은 지 과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고 지 시 에서의 최

고의 기량을 갖춘 선수가 되길 바라며 훈련에만 념하

고 있다. 이는 본인의 직업흥미와 성을 생각하지 않은

채 선수로서의 진로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며, 청소

년기에 운동선수로 도에 탈락할 경우 크나큰 좌 감을

경험하게 되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도태되어지기 쉽다.

따라서 운동선수들에게 다양한 직업과 진로에 한

지식과 이를 비하기 한 진로역량강화와 한 진로

설정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청소년기 운동선수

가 다양한 진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본인의 직업흥미와

성이 잘 어울려질 수 있도록 자신에게 합한 진로를

설계하고 비하는 것이 매우 요한 일일 것이다. 특히

직업 흥미와 성격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지를 확인시켜 수 있기에 진로에 한 발달사항이나

직업탐색에 있어서 결정 요인으로 용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자신의 진로 흥미와 성 등의 성격 인

요인을 알아보기 해 진로선택과 련되어 사용되는 검

사도구는 본인이 좋아하거나 심이 있는 활동과 업무,

직업의 환경을 사 에 확인할 수 있으며, 어떠한 일들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는 어떠한 사람들과 업무를 하길

원하는지? 등을 알아볼 수 있으나 운동선수 종목과 련

된 일반 인 직업분류(GOT)는 Holland가 제시한 6각모

형이론에 의한 흥미유형척도에 기반 하고 있어 부분

반 인 스포츠에 한 재의 흥미와 행사참여, 운동

활동 등을 묻는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다[4]. 더구나 운동

선수의 경력과 개인의 성을 연결시킬 수 있는 직업들

을 탐색할 때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업군 역시도

술분야( 문직)에서 무용가, 운동선수로, 술분야(숙련

직)는 스턴트맨, 백 서로, 서비스( 문직)는 운동감독,

크리에이션지도자, 스포츠강사, 스포츠트 이 가

부인 실정이다.

와 같이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검사도구에서 제

시하고 있는 자료로는 체육계 장 내에서 청소년기 운

동선수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를 다양화하고 세분화

시키고 있지 못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한체육회의 ‘학교운동선수 진로

직업의식연구’에 따르면 운동선수들이 장래 직업을 선택

할 시 본인의 성을 가장 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으

며, 체육계로의진로를 선택할 시 미래에 한 보장이 없

어 쉽게 선택을 하지 못한다고 하 고 체육 련 직업으

로는 체육교사를 희망하고 있다[5]. 하지만 취업선호도

유형 분석을 진행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교사’ 직업 이외

에도 ‘ 크리에이션 지도자’, ‘운동경기 심 ’, ‘스포츠 트

이 ’, ‘스포츠 강사’ 등 신체 운동능력으로 구분된

직업군부터 ‘스포츠 에이 트’, ‘스포츠마 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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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지먼트 산업 련의 직업군까지도 다양한 직업군이

존재하고 있음에 청소년기 운동선수의 경력과 성이 부

합하는 다양한 체육·스포츠 산업 장 내의 다양한 직업

을 선택할 수 있도록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정보와 자료

를 제공해 필요가 있다[6].

국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동선수들이 선수로서의

경력을 끝마칠 즘 이들의 친구와 동료들은 스포츠 이외

의 다른 역에서많은경력과자격을쌓고 있는 실

이 국내와 크게 다른 이라 할 수 있다[7]. 따라서 청소

년기 운동선수들에게 단순한 학업증진과 스포츠산업 이

외의 분야로 직업설계를 강요하기 보다는 체육·스포츠

산업 장 안에서의 직업에 한 다양한 정보와 성을

탐색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지 에 국내에서는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의 직업흥미

와 성격에 련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의 진로교육의 필요성과 더불

어 요성은 달되고는 있지만 청소년기운동선수의 진

로지도를 한 기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맞춤형 진로

학습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국내의 운동

선수들에게 용될 수 있는 진로교육의시스템을 개발하

여 실질 으로 용하고 있는 사례도 무한 실정인 것

이다[8].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을 상으로 진로역량강화 효

과 인 진로지도와 진로상담을 실행하기 해서는 먼

운동선수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직업흥미와성격에

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청소년기 운동선수들

이 선택할 수있는 체육·스포츠산업 장내의 진로에

한 다양한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운동선수 개인의 흥미

와 성 등을 고려하여 실 으로 이들이 다양한 진로

를 선택, 실 할 수 있도록 체육·스포츠 산업 장 내의

진로지도에 필요한 직업 활동별 요소를 제시하는 것이

목 이다. 이는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이 진로에 한 선

택을 한 후, 선택된 진로로진입하기 한 교육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은 일반학생과 달

리 진로개발을 해 사용할 수 있는 인 시간이 부

족한 것이 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성

에 맞는 직업군 별로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진로교육이

진행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직업군 별로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진로교육은 가장 은 시간의 투입으로 가장

큰 교육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기에 청소년기 운

동선수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의 실 을 해서라도 꼭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2. 연 방법 

2.1 연 대상 

본 연구는 연구모형 측정항목을 1차 으로 설정하

기 하여 델 이 기법(delphi technique)을 사용하여 청

소년기 운동선수들에게 성에 맞는 직업군별 특성화 활

동 요소를 검증해보고자 박사학 를 취득한 체육 분야의

연구사업 체육·스포츠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문가 15명(유 기 계자, 스포츠 산

업 문가, 학교수, 진로상담 문가, 교육 문가 등)으

로 패 을 구성하 다.

2.2 조사도  

본 연구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델 이 기

법(delphi technique)을 통해 선택 속성 요인들을 추출

하고 요도의 우선순 를 정하기 해 다음과 같은 방

식으로 진행하 다. 우선 패 들에게 사 화통화

자우편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본 연구조사에 참여할

정 의사가 있을 경우 연구의 참여를 요청하 다. 패

의 섭외가 끝난 이후 1차 라운드(round)에서는 개방형

질문지를 통하여 청소년기 운동선수 개인의 흥미와 성

등을 고려하여 실 으로 이들이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

고 실 할 수 있도록 체육·스포츠 산업 장 내에서 요구

하는 직업군별 특성화 활동 요소에 해 질의하 고, 응

답된 내용을 토 로 2차 라운드(round)에서 도출된 사항

을 정리하여 각 요소별 요도를 분석하 다. 마지막 3차

라운드(round)는 델 이 조사의 1, 2차 내용을 통해 보완

될 사항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하 고, 델 이 기법을

통해 추출된 요인을 이용하여 계층분석 의사결정법

(AHP)을 사용하여 요인별 요도의 우선순 를 분석하

다[9].

2.3 측정항목 계층 조 

본 연구는 청소년기 운동선수 개인의 흥미와 성 등

을 고려하여 실 으로 이들이 다양한 진로를 선택, 실

할 수 있도록 체육·스포츠 산업 장 내의 진로지도에

필요한 진로 활동별 요소에 한 요도의 우선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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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기 하여 델 이 기법(delphi technique)을 활

용하 다. 계층구조로 나타낼 진로탐색 활동 분야는

장형, 탐구형, 사회형, 사무형으로 제시하 으며 이와

련하여 가장 우선시 하는 가치 요인의 상 인 요도

를 악하기 한 계층 인 구조화 평가 틀은 다음 Fig.

1과 같다.

Fig. 1. hierarchical structure

2.4  검  및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의 계층분석법 혹은 분석 계층화 과정

인 의사결정법(AHP)의 신뢰성 분석은 각각의 평가 요소

들 사이에서의 상 인 요도를 평가할 때, 개인 상

자의 단 상에 오차범 의 비율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하나인 일 성 비율(CR) 계산 방법을 통해 제시한다

[10]. 보편 으로 일 성비율(CR)은해당 값이 을수록

단 상의일 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일 성 비율(CR)

의 일 성 여부 단의 기 인 0.1, 는 일 성 비율의

임계치 10%이하일 경우에는 응답자가 상당부분 일 성

있게 비교, 즉 으로 이루어진 상에 해서 일련

의 단을 수행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일 성 비율

에 한 편차는 일 성 지수인CI로 나타낸다[9]. 설문 문

항의 일 성 비율(CR) 값이 0.1 이상인 경우 한 번 더 설

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고는 있으나본 연구에서

는 하지 못한 응답으로 보고 활용하지 않았다. 지

에 재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일 성 지수값(CI)이 기 치

보다 낮게 나타난 설문내용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문항

내용에 한 학습효과가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

이다. 다시 말해서 설문내용이 조사자의 머리에 각인되

어져 있기 때문에 재조사를 통한 객 인 결과를 다시

얻기는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 성 검증에

한 결과로 볼 때 신뢰성이 떨어지는 표본을 제외하고 최

종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자료의 표본을 선정하여 일 성

검증 실증 분석을 해 SPSS WIN Ver. 23와

Expert Choice 11.1, Excel 2010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

하 다.

3. 연 결과 

3.1 현 형 진  활동별 상대적 도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이 선택된 진로로 진입하기 해

직업선택 시 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활동 요소에 한

델 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장형 진로 활동별에 따른

다양한 활동 요소 우선 으로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

은 문성, 사고력, 기술력, 장비사용, 인 계, 활동력과

같은 활동 내용들로 요인이 도출되었다.

지 에 내용을 통해 AHP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청소

년기 운동선수들이 선택된 진로로 진입하기 한 활용

요인별 하 결과에 한 우선 순 의 요도는 다음

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relative importance of realistic-type course

activities

activity element weight ranking CR

professionalism .383 1

.077
CR<.10

sociality .057 5

technical skills .244 2

use of tool .052 6

personal relations .108 4

activity .155 3

Fig. 2. relative importance of realistic-type cours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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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이 선택된 진로로 진입하기 한

장형 진로 활동 요소별 상 가 치를 분석한 결과,

‘ 문성(.383)’요소가 다른 요소들보다도 사 비되어

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력(.244)’, ‘활동력

(.155)’, ‘ 인 계(.108)’, ‘사고력(.057)’, ‘장비사용(.052)’

순서로 상 인 요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하 다.

일 성비율인CR 값이 .07로평가의일 성은확보되었다.

3.2 탐 형 진  활동별 상대적 도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이 선택된 진로로 진입하기 해

직업선택 시 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활동 요소에 한

델 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탐구형 진로 활동별에 따른

다양한 활동 요소 우선 으로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

은 자료분석, 자료수집, 자료해석, 문제해결, 과학원리, 탐

구능력과 같은 활동 내용들로 요인이 도출되었다.

지 에 내용을 통해 AHP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청소

년기 운동선수들이 선택된 진로로 진입하기 한 활용

요인별 하 결과에 한 우선 순 의 요도는 다음

의 Table 2와 같다.

Table 2. relative importance of investigative-type 

course activities

activity element weight ranking CR

material analysis .112 3

.065
CR<.10

data acquisition .112 3

interpretation of data .112 3

problem solving .045 6

scientific principle .253 2

ability to search .366 1

Fig. 3. relative importance of investigative-type 

course activities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이 선택된 진로로 진입하기 한

탐구형 진로 활동 요소별 상 가 치를 분석한 결과,

‘탐구능력(.366)’요소가 다른 요소들보다도 사 비되

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학원리(.253)’, ‘자료분

석(.112)’, ‘자료수집(.112)’, ‘자료해석(.112)’, ‘문제해결

(.045)’ 순서로 상 인 요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

하 다. 일 성 비율인 CR 값이 .06로 평가의 일 성은

확보되었다.

3.3 사회형 진  활동별 상대적 도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이 선택된 진로로 진입하기 해

직업선택 시 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활동 요소에 한

델 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회형 진로 활동별에 따른

다양한 활동 요소 우선 으로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

은 사회 사, 교육 사, 건강교육, 지도력, 배려심, 안

리와 같은 활동 내용들로 요인이 도출되었다.

지 에 내용을 통해 AHP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청소

년기 운동선수들이 선택된 진로로 진입하기 한 활용

요인별 하 결과에 한 우선 순 의 요도는 다음

의 Table 3과 같다.

Table 3. relative importance of social-type course 

activities

activity element weight ranking CR

community service .132 5

.080
CR<.10

educational service .146 3

health education .146 3

leadership .331 1

thoughtful .054 6

safety management .191 2

Fig. 4. relative importance of social-type cours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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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이 선택된 진로로 진입하기 한

사회형 진로 활동 요소별 상 가 치를 분석한 결과,

‘지도력(.331)’요소가 다른 요소들보다도 사 비되어

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안 리(.191)’, ‘교육 사

(.146)’, ‘건강교육(.146)’, ‘사회 사(.132)’, ‘배려심(.054)’

순서로 상 인 요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하 다.

일 성 비율인 CR 값이 .08로 평가의일 성은 확보되었

다.

3.4 사 형 진  활동별 상대적 도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이 선택된 진로로 진입하기 해

직업선택 시 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활동 요소에 한

델 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무형 진로 활동별에 따른

다양한 활동 요소 우선 으로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

은 추진력, PC활용능력, SW활용능력, 문서작성, 자료임

력, 자료정리와 같은 활동 내용들로 요인이 도출되었다.

지 에 내용을 통해 AHP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청소

년기 운동선수들이 선택된 진로로 진입하기 한 활용

요인별 하 결과에 한 우선 순 의 요도는 다음

의 Table 4와 같다.

Table 4. relative importance of conventional-type 

course activities

activity element weight ranking CR

initiative .241 1

.081
CR<.10

computer application .089 5

SW application .081 6

document preparation .184 3

input of materials .184 3

Organize of data .221 2

Fig. 5. relative importance of conventional-type 

course activities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이 선택된 진로로 진입하기 한

사무형 진로 활동 요소별 상 가 치를 분석한 결과,

‘추진력(.241)’요소가 다른 요소들보다도 사 비되어

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료정리(.221)’, ‘문서작성

(.184)’, ‘자료입력(.184)’, ‘PC활용능력(.089)’, ‘SW활용능

력(.081)’ 순서로 상 인 요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

가하 다. 일 성 비율인 CR 값이 .08로 평가의 일 성

은 확보되었다.

4. 논  및 결  

우리사회는 최근 4차 명이라는미래 사회로 진입하

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과학 기술은 고도화되고 지식과

정보는 폭증되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한 이러

한 변화 속에서 사회구조와 하게 련을 맺고 유지

하고 있는 체육 활동의 진로 역시도 무수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미래 사회에서 체육을 바라보는 시선은 인간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요하게 생각할

것이라 망하고 있기에 최근 건강과 행복한 삶을 지속

하는 것에 한 욕구와 욕망이 증 되어 체육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결국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체육 활동과 련되어진 직업들이 한층 더 다양

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체육·스포츠 산업이 생활문화로

서 자리를 잡아 무한하게 개발되어야 하고 새로운 진로

교육 방향에서의 근이 되는 것이 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종합 인 연구결과의

활용 방안에 해 논의 결론을 내어보고자 한다.

첫째, 학교 장에서의 진로교육과정이개편되고안착

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운동선수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와 더불어 상담교사까지 이들의 진로를 교육할 수 있도

록 기 인 자료로 리 활용되는 것이 요하다.

운동선수들의 경우 일반 학생들과 직업 인 면에서

동등한 시각으로 봤을 때, 일반사회에서 근무하는 이들

과 비교해 확연히 이른 은퇴시 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이에 운동선수들은 자신이 선택한 선수의 직

업 이외의 다른 인생 설계가 필요하여 운동을 시작하

는 시 에서부터 제2의 진로 설계가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일 로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같이 학생들이 졸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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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착형 커리큘럼

을 교육과정에 용시키는 것이다.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호주, 일본, 독일 등

은 이미 듀얼커리어 시스템이 정착되어있어 운동선수들

이 희망하는 진로와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기에 우리나

라에서도 운동선수를 한 듀얼커리어 인 시스템의 일

환으로 진로교육과정이 학교 장에 정착될 수 있는 다

양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학교와 스포츠클럽 체육단

체들과의 업으로 스포츠 엘리트슐 (Eliteschule des

Sports’)라는 스포츠엘리트를 양성하는 체육학교와 스포

츠슐 (Sportschule)라는 체육 학교에서 운동에 재능

이 있는 선수를 학시키거나 문성을 개발하는 등 운

동선수시 부터 진로 진출이 가능하도록 스포츠지도자,

심 , 행정교육을 문 이고 체계 으로 교육하고 있음

에 실 으로 불가능 한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정책 시도는 향후 운동선수들이 수행하고

있는 운동과 더불어 학업을 체계 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그들의 운동수 과 인생 설계에 필요한

학업의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운동선수들은 선수 신분으로 생활하는 동안 운

동기능 향상이라는 목 하에 고립된 생활에 갇 있어

서 그들이 활동하는 장소 외에 새로운 환경으로의 진출

은 크나큰 두려움으로 남는다[11]. 더구나 제한 인 체

육·스포츠 련 직종들로 하여 운동선수 출신자들의 진

로개척은 더욱더 어렵기만하고 힘들게 진로를개척한 이

후에도 업무에 빨리 응하지 못해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는 일들이 빈번하다[12-15].

따라서 진로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한 교육이 사 진

행되어져 그들이 축 한 문성을 기반으로 업무능력을

최 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진로 설계를 해주는 것이 요

하며 지 에 연구결과물처럼 그들에게 좀 더 체계 인

진로 정보를 보 하는 것이 요하다[16]. 이와 더불어서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하지 않는 일반학생들에비해 진로

교육에 한 경험과 사례가 매우 부족하여 진로 선택의

막막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에 진로학습자료의 확산

과 더불어 담부서 직원(교육부, 문체부, 시도체육단

체 등)의 운 이 실한 실정이다.

셋째, 운동선수의사회진출을 한 기반을다질수 있

도록 학입학제도의 특기자 선발 기 에근거로 활용되

는 것이 요하다.

운동선수의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기 해 학습권을 보

장하는 차원의 최 학력제도 주말리그제 등을 제도화

시켜 운 하고는 있지만 암묵 으로는 국가 표선수나

많은 운동선수들에게 기본 인 학 을 제공해주는 등

실 으로제도를잘지키지않고있는것이 실이다[17,18].

이러한 이유는 성과 심의 학 입학 체육특기자제도

와 맞물려서 운동선수들이 학업에 한 인식의 요성이

상 으로 떨어질수밖에없는 제도 환경이 문제이며,

이들의 운동성 에 따른 지도자들의 업 유지와 승진가

산 을 취득하려는 목 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기에

시 에서까지도 제도가 안착되지 못하는 것이다[19,20]

특히 이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입상 성

만 있으면 자신이 희망하는 학에 진학할 수 있는 특

혜가 주어지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며 최근 이

슈화 되었던 정유라 사건 역시도 제도의 특혜를 통한

학사 비리와 사건이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메달지상주의의 병폐를 조장시키는 우리나라의

체육특기자제도를 입상 성 과 더불어 학교 수업 상황에

서 성취할 수 있는 다양한 학업형태의 수비율조화를

통해 선발기 을 마련하여 학과 사회 반에 걸쳐 필

요로 하는 체육인재로의 양성과 본인의 진로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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